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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평가를 위한 BEI의 근거

CAS 번호 : 106-99-0

동의어 : Biethylene; Buta-1,3-diene; Butadiene monomer; α,γ-Butadiene;

 Butadiene-1,3-,uninhibited; Divinyl; Erythrene; Vinylethylene;

분자식(Molecular formula) : C4H6

BEI 권고

평가 대상물질 시료채취시간 BEI 경고주석

1,2-Dihydroxy-4-(N-acetylcysteinyl)-butane

in urine   
작업종료 후 2.5 mg/L Sq, B

Mixture of N-1-, N-2-(hydroxybutenyl)valine

hemoglobin (Hb) adducts in blood
임의시간 2.5 pmol/g Hb Sq

1,3-부타디엔(BUTADIEN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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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경로 및 생화학적 상호 작용

일단 흡입된 1,3-부타디엔은 신체 전체에 분포된다(ATSDR, 1993). 인체 기관별로 1,3-부

타디엔의 상대적 분포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요 대사경로에서 1,3-부타디엔은 시토크롬 P-450 효소에 의해 산화된다. 1,2-에폭

시-3-부텐으로 전환되며 시토크롬 P-450 효소에 의해 더 산화되어 1,2,3,4-디에폭시부탄

으로 전환되거나 3-부텐-1,2-디올로 가수분해된다(Albertini 등, 2001). 디올로 전환되는 

가수 분해 경로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대사경로로 추정된다(Bond 등, 2001). 단지 에폭시

부텐(epoxybutene)의 2%~3%만이 산화경로를 거쳐 제거된다(Himmelstein 등, 1997). 디

에폭시-부탄(diepoxy-butane) 및 부텐디올(butenediol)은 모두 3,4-에폭시-1,2-부탄디올

(3,4-epoxy-1,2-butanediol)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에폭사이드류의 각각은 1) DNA, 단백질 및 기타 생체 분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2) 효소-촉매 가수분해에 의해 불활성화될 수 있다. 3) 글루타티온과 결합하고, 시스테인 유

도체로 가수 분해되고, 아세틸화되고, 메르캅탄산(mercapturic acid)으로 소변에서 제거된다. 

생쥐 대상의 연구에서 알콜탈수소효소(dehydrogenase)가 메르캅탄산으로의 경로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Fustinoni 등, 2002).

에폭시부텐은 글루타티온과 결합하여 1-하이드록시-2-(N-아세틸 시스테인)-3-부텐 

및 1-(N-아세틸 시스테인)-2-하이드록시-3-부텐 (HAB)의 혼합물로 소변에서 제거될 

수 있다. 부텐-디올은 포합되어 1,2-디하이드록시-4-(N-아세틸 시스테인)-부탄으로 제

거 된다(van Sittert 등, 2000). 디하이드록시-부탄과 에폭시부탄디올은 포합되어 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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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록시부틸 머캅탄산(trihydroxybutyl mercapturic acid)으로 제거될 수 있다. 1,2-di-

hydroxy-4-(N-acetylcysteinyl)-butane(DHAB)와 1-(N-acetylcysteinyl)-2-hy-

droxy-3-butene (HAB)는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소변에서 발견되며 DHAB는 사람에서

의 부타디엔 주요 소변 대사산물이다(Osterman-Golkar와 Bond, 1996). 생쥐에서는 에폭시

부텐의 해독경로는 포합되어 HAB로 제거되는 것이다(Bond와 Medinsky, 2001). 트리하이드

록시부틸 머캅탄산은 부타디엔에 노출된 흰쥐의 소변에서 발견되었지만, 인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Fustinoni 등, 2002).

<그림 1>은 대사경로를 요약한 것이다.

에폭사이드는 헤모글로빈의 N-terminal valine과 직접 상호 작용하여 부가체(adduct)를 

형성한다. 1,3-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에서 확인된 헤모글로빈 부가체는 이성질체들(regioiso-

mers)로  N-(2-하이드록시-3-부테닐)발린과 N-(1-하이드록시-3-부테닐)발린(총칭하여 

MHBVal이라고 함) 그리고 N-(2,3,4-트리하이드록시부틸)발린(THBVal)이다(Fustinon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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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타디엔의 요로 대사 산물에 대한 대사 경로(Albertini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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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BVal 부가체는 에폭시부탄디올로부터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MHBVal 부가체는 

에폭시부텐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THBVal 부가체는 MHBVal 부가체보다 동물 

및 인간에서 몇 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Perez 등, 1997).

부수적인 대사 경로에서 1,3-부타디엔은 부타날(butenal)로 산화되어 글루타티온과 포합체

를 형성하여 소변에서 제거되거나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로 전환된다. 소량의 아크

롤레인(acrolein)과 아크릴산도 대사과정에서 형성되어 소변에서 제거된다(Himmelstein 등, 

1997).

독성학적 요약

부타디엔의 많은 대사산물이 in vivo 및 in vitro에서 변이원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SDR, 1993). 현재의 자료에서는 1,3-부타디엔의 독성은 반응 중간체인 에폭시부텐(ep-

oxybutene)과 디에톡시부탄(diepoxybutane)에 대한 대사활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에폭시부텐은 일차적으로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s)와 작은 결실을 

유도하는 반면에 디에톡시부탄은 두 가지 기능의 알킬화제 역할을 하여 더 큰 결실을 일으킬 

수 있다(NTP, 1998).

동물 연구에서 1,3-부타디엔의 흡입 노출에 의해 발생한 종양은 다양한 부위에서 관찰되

었다. 동물에서 암의 원인이 되는 대사산물들은 불확실하다. 폐종양은 6.25 ppm의 낮은 공기 

농도에 노출된 생쥐에서 발생하였다(EPA, 2002).

다른 종에서는 부타디엔 유발 암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었다. 흰쥐보다 생쥐에서 적은 

용량에서 많은 종양과 다양한 형태의 종양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쥐에서 diepoxide

와 dihydroxyepoxide metaboilites가 흰쥐보다 부타디엔 노출 후 고농도로 혈중에 존재함을 

시사한다(Fustinoni 등, 2002). 연구에 따르면 생쥐에서 시토크롬 P-450 산화에 의해 부타

디엔이 에폭사이드로 전환되는 속도가 흰쥐나 사람보다 6배에서 8배 더 빠르다(Bond와 Me-

dinsky, 2001).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공장의 근로자에 대한 여러 역학 연구에서 호흡기, 방광, 위 그리고 

림프구 암의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athiakumar 등, 1998) 그러나 이러한 연구

는 1,3-부타디엔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ATSDR, 1993). 국제암연

구소(IARC, 1999)는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1,3-부타디엔을 인간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2A

군) 분류했다. 동물의 발암성 및 인간의 제한된 증거로 미국국립독성학 프로그램(NTP, 1998)

은 1,3-부타디엔을 인간 발암 물질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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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2002)의 평가에 따르면 1,3-부타디엔은 중합체 및 단량체 작업자에서 림프구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3-부타디엔에 의한 발암의 특정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지

만 발암효과는 1,3-부타디엔의 유전 독성 대사산물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은 사실상 확실하다.

1,3-부타디엔은 또한 생쥐에서 다양한 생식 및 발달 효과를 일으킨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사람 대상의 자료는 없다. 동물실험에서 보고된 가장 민감한 효과는 암컷 생쥐의 평생 생물분

석에서 관찰된 난소 위축이었다(EPA, 2002).

TLV–TWA

부타디엔에 대한 현재의 ACGIH의 TLV는 2 ppm(4.5 mg/m3)이며, 사람에서의 발암성추정

물질인 A2로 경고주석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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